오순절 기도
저희는 제 1 회 샤부옽(오순절) 철야 기도를 위한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번 기도는 이번
화요일(6 월 7 일) 밤 10 시부터 수요일(8 일) 아침 10 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중보는
하나의 총체적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전세계적 부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겠다(행 2:17)”는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과 성경 구절들의 요약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Revive Israel, 오할레이 라하밈 Ohalei Rahamim, 메시아닉
유대교 연합 the Messianic Jewish Alliance, 다섯 개의 기도의 집, 여러 목회자와 찬양 팀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와 더불어 각국에서 기도 네트워크로 그리스도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친구들을 초청하여 저희와 함께 정력적으로(약 5:17),
신음으로(롬 8:26), 산고를 가지고(갈 4:19), 눈물과 외침으로(히 5:7) 강력한 돌파와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기를 권해 주십시오.
시리아 봉기
이번 주말 2 만의 시리아 사람들이 아싸드 정부에 반대하여, 통금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두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도됩니다. 시리아 군에 의해 73 명의 시위자가 살해되었는데, 그 중
53 명은 하마스 Hamath 에서 나머지 20 명은 다른 도시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리버만 Liberman
<마아리브>지 무사프샤밭 Musafshabbat 4 면에는, 이스라엘 외무성 장관 아비그도르
리버만 Avigdor Liberman 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57 개 이슬람 국가의 반대편에 하나의 유대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국제 포럼에 가도 그들이 이깁니다. 예컨대,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는 저희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UN 안보리 가입을 저지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 백만 인구가 있는데, 그들은 21,000 km2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15 억이 있는데, 6 천 3 백만 km2 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샬리트의 납치범들
5 년 전인 2006 년 6 월 25 일 오전 4 시 45 분, 8 명의 테러리스트 무리들이 가자 국경 밑의
터널을 파서 하마스의 “군사부” 사령관들로부터 수개월간 계획된 작전을 명령 받고
이스라엘로 넘어 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경비병을 저지시킨 뒤, 군인 둘을
살해했습니다. 세 번째 군인 샬리트는 납치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 둘은 접전 끝에
사살되었습니다. 오전 5:21 경, 샬리트는 이미 가자로 납치되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테러리스트 여섯은 이후 모두 이스라엘 군에 잡혀 사살되었습니다. 모사한 자들 중
하나는 붙잡혔지만, 최고 사령관 둘은 여전히 가자에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
정보부는 이스라엘이 샬리트의 정확한 소재를 모르며, 가자의 하마스 정치 지도자들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 유출이 막기 위해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행위
사도행전은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위치를 부여합니다. 저희에겐 발을
디딜 기독 “교파”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저희의 신앙 공동체가 닮아가야 할 전형으로
1 세기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삼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대한 극단적
시각입니다. “사도행전”은 과거의 행적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행위에
대한 모형입니다. 저희는 그들이 설교했던 내용을 설교하고 싶고, 그들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고 싶고, 그들이 보았던 결과를 보고 싶으며 저희 주변의 유대교 공동체를
그들이 그랬듯 대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눈에 띄는 요소 하나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간섭입니다. 몇 가지만 예로
살펴 보겠습니다.
행 1:9 - 예슈아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행 2:3 – 불의 방언이 샤부옽 아침에 떨어진다.
행 3:7 – 성전 산의 다리 저는 자가 즉각 치유된다.
행 4:31 – 회중의 기도 모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난다.
행 5:5 – 아나니아가 헌금에 대해 거짓말을 한 뒤 기도 모임 가운데 즉사한다.
행 5:19 –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 사도들을 놓아준다.
행 6:15 – 산헤드린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난다.
행 7:55 – 돌을 맞은 스데반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린다.
행 8:39 – 빌립이 초자연적으로 가자 도상에서 아쉬돋으로 이동된다.
…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틀어 이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요소는
구원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행 2:41 – 3,000 명이 샤부옽 아침에 구원된다.
행 2:47 – 매일 구원 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진다.
행 4:4 – 5,000 명이 저는 자의 치유 후에 구원된다.
행 5:14 –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된다.

행 6:1 – 히브리어 사용자와 헬라어 사용자 사이에 행정적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임에 추가된다.
행 6:7 –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장들을 포함한 성도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
행 8:6 – 빌립의 사역으로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거의 믿음을 갖게 된다.
행 11:21, 24 – 안디옥의 많은 이들이 바나바로 인해 주님께로 온다.
행 16:5 – 그리스 전역의 도시들에 바울로 인해 믿는 자가 늘어난다.
행 21:20 – 수만의 유대교인들이 야고보 덕에 예루살렘에서 믿음에 이른다.
…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초자연적 능력과 전도 성장이 저희의 샤부옽(오순절)
철야 중보에서 저희가 구하는 핵심입니다.
샤부옽(오순절) 철야 기도 일정

주제: 행 2:17 –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제 1 파수 – 메시아의 몸의 연합
요 17:21 –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구합니다.”(행 1:14 참고)
10:00-11:00PM – 경배, 11:00-12:00PM – 기도
제 2 파수 – 하나님 왕국의 도래
마 6:10 –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듯 땅에서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계 11:15 참고)
12:00-1:00AM – 경배 1:00 – 2:00AM – 기도
제 3 파수 – 열방으로 나아감
행 1:8 –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의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마 24:14 참고;
시 2:8)
2:00 – 3:00AM – 경배, 3:00 – 4:00AM – 기도
제 4 파수 – 성령의 기적적 능력

행 4:29 – “주님의 손을 뻗으사 치유하시며, 표적과 이사가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슈아의
이름을 통해 이뤄지게 하옵소서.”(사 61:1)
4:00 – 5:00AM – 경배, 5:00 – 6:00AM – 기도
제 5 파수 – 이스라엘의 구원
롬 11:26 –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다.” (롬 9:1; 10:1 참고)
6:00 – 7:00AM – 경배, 7:00 – 8:00AM – 기도
제 6 파수 – 예슈아의 오심
마 23:39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는 복되시다” (계 21:20 참고)
8:00 – 9:00AM – 경배, 9:00 – 10:00AM – 기도

